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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 개구 결합 급전을 이용한 —1 모드 원형 편파 안테나

—1 Mode Circular Polarization Antenna Design by Using 
Cross Aperture-Coupled Feed

김 준 식․이 정 해

Jun-Sik Kim․Jeong-Hae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mposit right-left handed (CRLH) 전송 선로에서 발생하는 —1 모드를 이용하여 십자 개구 결합 급전을
갖는 소형 원형 편파 메타 물질 안테나를 제안한다. —1 모드는 일반적인 패치 안테나의 기본 모드인 TM010 모드와 동일
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 편파의 동작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1]. 원형 편파는 두 개의 수직인 모드가
90°의 위상 차이를 가질 때 형성된다. 두 개의 —1 모드를 얻기 위해서 사각형 형태를 갖는 4개의 버섯 구조를 이용하였
고, 모드 간에 90°의 위상차를 인가하기 위해서 십자형 개구의 폭과 길이를 최적화 하였다. 제작된 안테나의 4개로 배열
된 버섯 구조의 면적은 0.34 g×0.34 g이며, RT/duroid5880 기판에 설계되었다. 제안된 안테나의 중심 주파수는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경우 1.622 GHz 원형 편파의 3 dB 대역폭은 3 MHz로 측정되었다.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경우, 
중심 주파수는 1.609 GHz로 원형 편파의 3 dB 대역폭은 3 MHz로 측정되었다. 각각 안테나의 효율은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경우 61.1 %,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경우 54.5 %로 측정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compact circularly polarized metamaterial patch antenna using cross aperture-coupled feed is proposed. The CP 
antenna utilizes the —1 mode  that is induced by the composit right-left handed(CRLH) transmission line. Since the —1 mode has 
the same properties with the TM010 mode of the conventional patch antenna, the circular polarization(CP) can be realized[1]. If two 
orthogonal modes are excited with 90° phase difference, the CP property can be obtained. In order to obtain two orthogonal modes 
and 90° phase difference, 4 mushroom structures having the shape of square are employed. The width and length of the cross aperture 
are optimized through the design algorithm. The fabricated antenna is based on RT/duroid5880 substrate and the total area of the 4 
mushroom is  0.25 ×0.25 . The center frequency of the LHCP(Left-Handed Circular Polarization) antenna is measured as 1.622 
GHz and circular polarization bandwidth(3 dB) is measured as 3 MHz. The center frequency of the RHCP(Right-Handed Circular Polari-
zation) antenna is measured as 1.609 GHz and circular polarization bandwidth (3 dB) is measured as 3 MHz, respectively. The measured 
radiation efficiency of LHCP antenna is 61.1 % and the measured radiation efficiency of RHCP antenna is 54.5 %.

Key words: Metametrial, Composit Right-Left Handed(CRLH), —1 Mode, Cross Aperture, Circular Polarizatio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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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형 편파 패치 안테나는 송수신 간에 그 특성상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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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자유롭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S, 
위성통신, 휴대용 기기 등의 다양한 무선통신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3]. 일반적으로 원형 편파 패치 안테
나는 반 파장 모드인 TM010 모드로동작하며, 원형 편파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단일 급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사각 패치, 슬랏이 삽입된 사각 패
치, 그리고대각선 양끝을에칭한다듬어진사각 패치등
의 방법들이 대표적이다[4]. 이 안테나들은 수직하는 편파
를 갖는 두 개의 TM010 모드가 발생되고, 두 개의 모드의
공진 주파수 사이에 90°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어 원형
편파로 동작하게 된다. 이러한 TM010 모드에서 동작하는

원형 편파 안테나의 동작 원리를소형화에 유리한 —1 모
드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메타 물질 전송 선로중 하나인 composit right-left hand-

ed(CRLH) 전송 선로는 음수 모드의 공진을 발생시키고, 
특히 그중 —1 모드는 소형화에 유리하면서도 TM010 모드

와 동일한 전계 분포, 방사 형태, 편파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1 모드로 동작하는
원형 편파 메타물질 안테나를 TM010 모드의 특성을 이용

하여설계할수 있다. 개구결합급전 방법은다음과같이
알려진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급전 부분과 패치 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유전체의 특성과 두께

는 개별적으로 선택된다. 때문에 패치부분은 급전 부분의
작은 방사에 대해 높은 고립도를 갖는다. 패치와 급전부
분 사이에는 접지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치는 급전부

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는 좀 더 완벽한 원형 편파를
형성할 수 있다[5].
본 논문에서는 향후 밀리미터파 안테나에 적용할 수

있는 급전방법을 사용하고자 십자 개구 결합 급전을 이

용하여 —1 모드로 동작하는 원형 편파 안테나 및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안테나는 원형 편파를 형성을
위한 두 모드 간에 90°의 위상차를 주기 위해서 십자로
교차된 개구의 폭과 길이의 크기에 변화를 주었으며, 그
크기에 따른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십자 개
구 결합 급전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1 모드 원형 편파
안테나를 설계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최적화된 안테나를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 십자 개구 결합 급전 구조
Fig. 1. Structure of cross aperture-coupled feed.

Ⅱ. 개구의 폭과 길이에 대한 파라미터 스터디

십자 개구 결합 급전은 그림 1과 같이 접지 면에 개구
를 삽입하여서 각각 개구가 직교하게 위치한 것이다. 각
각의 개구마다 한 가지의 모드를 발생시키며 개구를 십

자로 교차함으로써 두 가지의 모드를 발생시킨다. 각각의
개구의 폭과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두 개의 모드가 서로

90°의 위상 차이를 가지게 되어서 원형 편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안테나의 중요한 특성인 임피던스 정합 또한
십자로 교차된 개구의 폭과 길이를 조절하여 원하는 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림 2는 개구의 폭과길이의크기에따른 반사 손실에

대한 파라미터 스터디이다. 모의실험 도구는 HFSS를 사
용하였다. 그림 2(a)와 같이 개구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는 점점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b)도 (a)
와 마찬가지로 개구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파수가

내려간다. 하지만 (a), (b)의 주파수 범위를 보면 길이가
좀더 주파수에민감한 영향을미친다는 것을알수 있다. 
그림 3은 개구의폭과길이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관계
이다. 그림 3을 참고하면 개구의 폭과 길이는 입력 임피
던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구의 폭과 길이가 길어질수록
임피던스는 커지며, 반대로 길이가 작아지면 임피던스 또
한 작아진다. 그림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을 늘리면
임피던스는 커지나, 그 변화가 미비하다. 주파수 또한 점
점 내려가나, 역시 변화가 미비하다. 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길어지면 임피던스가 커지고, 주파수가
떨어진다. 
길이를 조절하면 폭을 조절할 때와는 달리 변화가 큰

편이다. 위의 결과로써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한 대략적인
주파수나 임피던스 조절을 위해서는 길이의 크기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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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구의 폭에 따른 반사 손실
(a) Returrn loss vs. the width of an aperture

    

(b) 개구의 길이에 따른 반사 손실
(b) Returrn loss vs. the length of an aperture

그림 2. 개구의 폭과 길이에 따른 반사 손실
Fig. 2. Returrn loss vs. the width and the length of an 

aperture.

 
하고, 세부적인 주파수나 임피던스 조절을 위해서는 폭의
크기를 조절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Ⅲ. 설계 절차

첫 번째로 먼저 임피던스를 선정한다. 임피던스를 선
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쪽의 개구만 사용해서 그 개

구의 폭과 길이를 조절하여 원하는 임피던스 값을 찾는

다. 다음으로는 찾은 값의 반사 손실의 위상정보를 읽는
다. 그림 4와 같이 원형 편파 안테나의 특성상 각각의 편
파는 90°의 위상 차이를 갖게 된다. 그림 4에서 붉은 색

  

(a) 개구의 폭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a) Input impedance vs. the width of an aperture

(b) 개구의 길이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b) Input impedance vs. the length of an aperture

그림 3. 개구의 폭과 길이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
Fig. 3. Input impedance vs. the width and length of an 

aperture.

그림 4. 원형 편파 형성을 위한 두 모드 편파의 위상 차이
Fig. 4. Phase difference of two mode for CP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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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십자 개구 결합 원형 편파 안테나의 설계 순서도
Fig. 5. Design algorithm of circular polrarization antenna    

using cross aperture.

  
의 편파가 +45°일 때 푸른색의 편파는 —45°가 되어서
90°의 위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 편파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모드가 90°의 위상 차이
를 가져야 하므로 각각의 편파의 위상 정보를 읽어내서

한 가지 편파의 위상이 —45°일 때 다른 편파의 위상이
같은 주파수에서 +45°가 되는 개구의 크기를 찾는다. 마
지막으로 찾은 임피던스와 위상정보를 만족하는 두 가지

의 개구를 합쳐서 십자 개구를 만들어준다. 이 때 임피던
스 정합이나 원형 편파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임피던

스를 보고, 개구의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된다.

그림 5는 원형 편파를갖는안테나를십자 개구를 이용
하여 설계하는 절차를 나타낸 순서도이다. 순서도대로 진
행하되 앞서 파라미터 스터디에서 나타난 개구의 폭과

길이의 경향성을 이용하여 주파수나 임피던스의 미세한

오차를 조절하여 설계가 가능하다.

Ⅳ. —1 모드 원형 편파 메타물질 안테나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안테나 구
조이다. 기본적으로 안테나는 두 개의 기판이 적층된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판 1과 2에는 각각 마이크로 스트
립 급전 라인과 4 (2×2)개의 버섯 구조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두 기판 사이에접지면이있으며, 접지 면에십자
개구가 에칭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구조가 2개 이상일 경우 —1 모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2×2)의 버섯 구조를 배열하면 두 개의 직교하는 —1 모
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1 모드 간에
90°의 위상차를 인가하게 되면 원형 편파로 동작하게 된
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십자 개구의 폭과 길이를
최적화 하였다.
십자 개구의 크기에 따라서 좌수 원형 편파(left-hand-

ed circular polarization)와 우수 원형 편파(right-handed cir-
cular polarization)를 형성하는 안테나를 설계할 수 있다. 
각각 안테나의 파라미터는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가 gx= 
22.5 mm, via=0.5 mm, W1=3 mm, W2=1.3 mm, L1=23 mm, 

그림 6. 제안된 안테나의 구조

Fig. 6. Structure of a proposed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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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모의 실험된 반사 손

실과 축비

Fig. 7. Simulated return loss and axial ratio of a LHCP 
antenna.

 
L2=19 mm, gap=0.5 mm이다.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는 
gx=22.5 mm, via=0.5 mm, W1=0.5 mm, W2=0.9 mm, L1=21.5 
mm, L2=26.5 mm, gap=0.5 mm이다. 기판은 Rogers RT/ 
duroid 5880(εr=2.2)이고, 기판의 높이는 substrate 1의 경
우에는 1.57 mm이고, substrate 2의 경우에는 3.175 mm
이다.
그림 7은 제안된 안테나의 모의실험된반사손실과 축

비를 나타낸 것이다. 좌수 원형 편파로 작동하는 안테나
이며, 그림에서볼 수있듯이제안된안테나는두 개의—
1 모드가 겹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의 —10 dB 
대역폭은 14.1 MHz로확인되었다. 안테나의축비는 1.5921 
GHz에서 0.573 dB의 최적화된 축비를 가진다. 또한, 3 dB 
축비 대역폭은 3.3 MHz로 확인되었다.

Ⅴ. 측정 결과

제작된 안테나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최적화 된안테
나의 구조와 동일하고, 십자 개구 결합 급전에 50 Ω  정
합을 사용하였다. 그림 9에 제작된 좌수 원형 편파 안테
나의 반사 손실과 축비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에서도
역시 두 개의 공진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실험으로는 주파수가 1.5921 GHz였으나, 제작된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주파수는 1.622 GHz로 약간의
차이가있었다. 축비는 =0°에서나타내었는데, 1.622 GHz

그림 8. 제작된 안테나
Fig. 8. Fabricated antenna.
 

그림 9. 측정된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반사 손실과

축비

Fig. 9. Measured return loss and axial ratio of a LHCP 
antenna.

 
에서 약 1.75 dB로 원형 편파를 형성하였다. 10 dB 기준
반사 손실 대역폭은 17 MHz였고, 3 dB 기준 원형 편파대
역폭은 3 MHz를 형성했다.
그림 10은 제작된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방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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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Z 평면
(a) X-Z plane

(b) Y-Z 평면
(b) Y-Z plane

그림 10. 측정된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10. Measured radiation pattern of a LHCP antenna.

 

을 나타낸 것이다. 제작된 안테나는 설계 의도대로 좌수
원형 편파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된 이득은
1.271 dBi로 측정되었다.
그림 11은 제작된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반사 손실

과 축비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 실험의 주파수는 1.593 
GHz 였으나, 제작된 안테나는 1.609 GHz로 약간의 차이
를 보인다. 1.609 GHz에서 2.67 dB로 원형 편파를 형성하
였고, 10 dB 기준 반사 손실 대역폭은 13.5 MHz, 축비는
3 MHz를 형성했다.
그림 12는 제작된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방사 패턴

을나타낸 것이다. 이안테나역시설계 의도대로 우수원
형편파로동작하는것을알수있다. 측정된이득은 2.778 
dBi로 측정되었다.

그림 11. 측정된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반사 손실과

축비

Fig. 11. Measured return loss and axial ratio of a RHCP 
antenna.

 

(a) X-Z 평면
(a) X-Z plane

(b) Y-Z 평면
(b) Y-Z plane

그림 12. 측정된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의 방사 패턴

Fig. 12. Measured radiation pattern of a RHCP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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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안된 안테나와 참고문헌 [6],[7] 안테나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ntenna and the 

antenna of reference [6],[7].

안테나

10 dB
반사 손실

대역폭

(%)

축비

대역폭

[3 dB]
(%)

측정

방사

효율

(%)

유전율을 고려할 때

패치 크기 (g)

제안된

안테나
1 0.1 61 0.34 g × 0.34 g

참고문헌

안테나 [6]
1.1 0.03 11 0.17 g × 0.17 g

참고문헌

안테나 [7] 2 1 - 0.5 g × 0.5 g

표 1은 제안된 안테나와 비슷한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안테나와의 특성 비교이다. 안테나 크기를 비교할 때 사
용한 g는 다음과같다. g

 . 여기서 는 전파상수, 

은 유전율, 는 중심 주파수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6]
의 안테나는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하
지만 10 dB 반사 손실 대역폭은 비슷하나, 축비 대역폭에
서 매우 협대역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효율 면에서
도 제안된 안테나는 61.1 %, 참고문헌 [6]의 안테나는 11 
%로 제안된 안테나의 효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참고
문헌 [7]의 안테나는 3개의 적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높
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7]의 안
테나가 10 dB 반사 손실 대역폭에서 제안된 안테나에 비
해서 2배, 축비 대역폭에서 10배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전율을 고려한 패치의 크기는 g이고, 
제안된 안테나는 g로 제안된 안테나가 크기 면에

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십자 개구 결합 급전을 이용한 소형화
된 —1 모드 CP 안테나 설계방법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교차된 십자 개구의 폭과 길이에 따른 안테나의 특성 변

화를 확인해 보았고, 이를 안테나의 주파수 변화와 임피
던스 변화에 중점을 두어서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십자 개구 결합을 사용해서 원형 편파를 가지는 안테나

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설계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원하는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나 우수 원형 편파 안

테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설계 방법대로 제작된 안테나
중 좌수 원형 편파 안테나는 1.622 GHz에서 1.75 dB의 축
비를 갖고, 61.1 %의 방사 효율을 가졌다. 우수 원형 편파
안테나는 1.609 GHz에서 2.67 dB의 축비를 가지고, 54.5 
%의 방사 효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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